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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겨울철 난방을 위해 가정용 적산 열량계를 사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

에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장비의 영향으로 인해 갑작스런 요

금 상승이 생겼을 때에는 많은 상황이 변하게 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구성원(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세대나 빌딩 구성원)

과의 갈등과 난방사업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많은 사회적 기회

비용 상실로 나타난다. 실제로 매년 난방 사용 기간(10월부터 다음해 4월) 동안 

이로 인한 분쟁이나 문제들을 언론에서 종종 접할 수가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열 공급수를 공급하기 위한 에너지원(LNG 등)을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요금 산정에 따른 각종 분쟁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에는) 가정

용 적산 열량계는 단순한 난방 사용량을 측정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단순한 기계

일지 몰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한 난방 계량계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적산 열량을 환산하는 것은 단순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좀 더 깊게 관찰

해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다. 가정용 또는 산업용 적산 열량계에 대하여 이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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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이해도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또

는 기계적으로 구현되었을 때에 측정 불확도까지 고려되

어 설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사람

들의 관심 밖에 있던 적산 열량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여

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도 자연

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장비를 만들게 되었다. 궁극

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은 장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이 당사의 SW-1(Device Name : 

Smart Worker 1) 적산 열량계 현장 점검 장비 Hardwa 

re 및 Software의 핵심 기본 설계 사상이다.

2. 본 론

전 세계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난방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적으로 장비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가진 

장비는 없다. 다만, Clamp-on 타입의 초음파 유량계를 

이용하여, 유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방식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정확한 유량 측정 원리를 가지고 간

접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측정 불확도를 크게 하

는 요소를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재현성

(Reproducibility)과 반복성(Repeatability)의 문제를 가짐

으로써, 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원하는 온도를 제공해주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정확도 또한 보장할 수 없다.

적산 열량계의 현장 설치 개념도는 위의 <그림 1. 적산 

열량계 구성도>와 같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열량계의 구성은 열교환 회로로 

유입되는 열매체 온도와 열교환 후 유출되는 열매체 온

도를 측정하기 위한 두 개의 온도센서와 열매체 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 그리고 온도센서와 유량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받아 처리하여 열 교환된 열량을 산출

하고 지시하는 연산부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온수를 열매체로 사용하는데, 이때 일정시간 동안 

열량계로 측정되는 적산되는 열교환 양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식(1)에서 E는 열교환된 적산량이고, m은 유량계를 통

과한 온수의 질량 유동율이며 hi와h0는 온수의 단위질량

당 엔탈피로 다음과 같다.

      

    

식 (2)와 (3)에서 C 1은 열교환 회로로 유입되는 온수의 

비열이고, C 2는 열교환 회로를 통과한 후 유출되는 온수

(1)

(2)

(3)

hi = C 1T1

h0 = C 2T2

E = ſ (hi-h0)m dt

<그림 1. 적산 열량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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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열이며, T1과 T2는 열교환 회로의 입구와 출구에서

의 온수 온도이다. 식(1), (2), (3)을 정리하면 식 (4)와 같

이 쓸 수 있다.

  

이때 m = 1V1 = 2V2이므로 유량계가 열교환 회로의 출 

구쪽에 설치되었을 경우 식 (4)를 식 (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만약 △T =T1-T2라 하고,                             를 K

라 표시하고, 이를 열량계 계수라고 

하면, 식 (5)는 식 (6)과 같이 된다. 

    

∴Q = K-fator  V  △T

즉, 유량과 온도는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

로 제공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데이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하게도 간접 방식이 아니라 측정 

방식의 신뢰성과 정확도를 위해서, 유량과 온도를 피측

정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방

식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SW-1(Device Name : Smart Worker 1)은 유량을 공급

하는 유량공급부, 온도 환경을 직접 만들어 주는 열공급부, 

모든 환경 설정 및 데이터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제어부 크

게 3 part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하나의 장

<사진 1. SW-1>

<그림 2. 시스템 요약도>

2   

(C 1T1-C 2T2)

(T1-T2)

(C 1T1-C 2T2)

(T1-T2)
E = ſ 2V2                                 (T1-T2)dt

즉  ſ KV2△Tdt

E = ſ (C 1T1-C T2)m dt

① 제어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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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자동식 테스트 프로그램 내장
 대화형 HMI 구현

 최대 4개 시료 장착 가능
 서랍식으로 실내외 시험 가능

 완전 발달 유동 디자인
 공동 현상 제거
 전자기식 기준 유량계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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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온 공급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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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탑재가 되어 있으며, 피시험체를 체결하기 위한 테스

트 베드도 포함한다. 그래서, 현장에서 편리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비로 되어 있다.

1) 유량공급부(Flow rate supply part)

유량을 측정하는 측면에서 보면, 간접 측정 방식의 경

우 실제 배관 내의 상황(유속이나, 각종 Scale에 의한 영

향)을 감안하는 고도의 로직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기와 측정기가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의 상황

과는 비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측정하는 대상에게 원하는 만큼의 유

량을 공급하면서도 기준 측정계가 공급된 유량을 다시 

측정하여, 피측정 대상을 완전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

황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유량공급부를 설계하였다.

유량공급부는 <사진 1. SW-1>에서 알 수 있듯이 ①

제어 파트에서 ④테스트 배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형

태로 이루어졌으며, 유량이 공급될 때 관내 유량을 확인

하는 전자기 유량계가 장착되어 있고, 유량을 조절하는 

Control valve와 지속적인 유동으로 인한 내부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Transmitter도 장착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제어로 전달되어, 시험을 진행하는 시

험자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장에서 0.5㎥/h~2.8㎥/h의 유량을 지속적이고, 즉

각적으로 공급하는 SW-1는 특히 Design of flow 

circulation system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설계로 인

해 적산 열량계 뿐만 아니라 수도미터를 현장에서 점검 

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곡관 유동(Reteun bend flow) 후 테스트 베드

에 장착된 피시험 시료에는 완전발달유동(Fully develop 

flow)이 전달되도록 배관이 만들어졌으며, 계량오차가 

없음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유동해석팀에서 분석 결

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2) 제어부(Control part)

SW-1에서 각종 계측장비를 제어하면서, 데이터의와 

수집 분석을 담당하는 제어 파트는 Hardware와 Software

인 Operating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 

 Hardware는 다시 Main control unit와 온도 공급장

치를 제어하는 부분, 계측장비를 신호로 변환하는 부분

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Velocity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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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ware는 구성품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

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다.   

각 장비들과 프로그램이 쉽게 접근하고(Easy access), 

쉽게 사용(Easy use)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가 있다.

특히, 제어부(Control part) 향후에 브랜드별 제작사

들이 Protocol를 제공할 경우 장비와 직접 통신하여, 데

이터를 수신할 수 있는 Interface를 가지도록 설계 제작 

되었으며, 32bit main chip set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Operating Program은 대화형 HMI를 

통해 사용자가 SW-1를 동작시키거나, 데이터를 판독 

할 때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화면을 

통해서 장비의 모든 작동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 

시험 결과 후에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Error rate에 따

라 H(High)/M(Middle)/L(Low)로 결과치를 나누고, 사

<그림 4. 제어 파트 Block diagram>

<그림 5. 시스템 구성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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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가 직관적으로 결과를 판독하여, 추후 절차를 진행

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3) 열공급장치(Thermal supply part)

앞서 언급한 간접 방식의 적산 열량계 현장 테스트 장비

가 구현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Dry type의 온도공급장치

인데, 물을 직접 가열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안전함을 

보장해주며, 단시간 내에 원하는 온도를 생성해 준다.

Peltier Effect를 이용하여, 공급온도와 회수온도 환경

을 만들어 5℃에서 90℃까지 온도를 피시험장비에 공급 

할 수 있다.

SW-1에 탑재한 전용 PID(Proportional-Intergral-

Derivation) 알고리즘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용자가 설정

한 온도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특

히, 시험 운영의 편리함뿐만 아니라 Dry type임에도 불

구하고 사용자의 사용 안전성을 다시 한 번 반영할 수 있

도록 별도로 Test bed에 탈부착이 가능하다.

제어 파트에서 설정한 온도는 0.5℃ 이내에서 형성이 

되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Mini-tab을 이용한 기술 통

계학적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함으로써 아주 높은 신뢰

<그림 6. SW-1 Operating program>

<사진 2. SW-1 열공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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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시험대(Test bed)

Test bed는 완전발달유동(Fully develop flow)이 되도

록 직관거리를 확보하여 설계되었으며, 4개의 시료를 동

시에 테스트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무엇보다도 클램프(Clamp)로 시료를 체결하고, 시료

의 크기에 따라서 배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한 시료의 

탈부착이 가능하며, 서랍식으로 구성되어서, 총 4개의 

시료를 사용자가 실내외 상관없이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림 7. Analysis of temp data with Mini 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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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할까?

무조건 아끼는 것? 아니면 효율적 또는 합리적으로 사

용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일까? 생활 습관? 

절약이라는 명제에서 합리적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가정하자. 물론 여러 가지 답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서 출발을 했든 간에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장비의 신뢰성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 내지 못할 것이다. 

SW-1은 SMART WORKER의 약자이다. 말 그대로 

복잡한 메커니즘을 편리하게 조작하고, 직관적으로 결

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비이다. 여러 종류의 피시험 

적산 열량계의 이상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특화

되어 개발이 되었고, 구성요소를 모듈화하여 운용 편리

성을 극대화하였다. 

 

현재 당사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SW-1에 이어 크기를 

20% 더 줄이면서도, 강력하고도 보다 더 스마트한 성능

을 발휘하는데 중점을 둔 SW-2 버전을 개발 중에 있으

며, 국내외 여러 곳에 보급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다. 

SMT 적산 열량계 현장 점검 장비인 SMART WOKER 

시리즈를 통해 적산 열량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

들의 장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관심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현장에서 지역난방 사용자들과 공급

자들이 사회적인 기회 비용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에

도 기여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사진 3. 테스트 베드>

<사진 4. 실제 현장 점검>

<그림 8.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적산 열량계 현장 점검 장비 특허증>


